
 
 

 
 

   
 

 

-회사명: PTC (NASDAQ: PTC) / PTC Korea(패라매트릭 코리아) 

-업종: 기술 솔루션 및 플랫폼 

-시장부문:  IoT(사물인터넷), AR(증강현실), ML(기계학습) 

-공식웹사이트: http://www.ptc.com/ (Global) / http://www.ptckorea.com/ (Korea)  

 

PTC 는 산업장비, 자동차, 하이테크 및 전자, 항공우주 및 방위, 소매품, 소비자제품, 의료기기 등 전세계 

28,000 여 개 기업과 협력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제조업계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 설계과 운영, 서비스를 

지원하고 있습니다. 

전 세계 30 여 개 국에서 6,000 명 이상의 직원 및 750 개 이상의 파트너사, 275,000 명의 에코시스템 개발자와 

함께하고 있습니다. 

모집부문 신입∙정규직 사원급 1 명 

모집직군 IoT Presales Technical Specialist (IoT 기술 전문가) 

직무내용 

 

- 자사의 IoT/AR/ML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 요구를 만족하는 데모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검증 

- ThingWorx(IoT, industrial AR), Vuforia(AR), ThingWorx Analytics(ML, predictive analytics) 

and Kepware(industrial connectivity) 등 PTC IoT 플랫폼에 대한 기술 리더쉽 

- 기술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 기술 검증 및 Presales 컨설팅 

- 창의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접근 방법 개발 및 다양한 팀과 협업 

- 다양한 레벨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ThingWorx 플랫폼 기술 프리젠테이션 

- 영업, 컨설팅 팀과 함께 고객 문제 식별, 프로세스 분석 및 가치 제안 등 비즈니스 혁신 제안 

- 글로벌 팀 및 본사 R&D 등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사례 분석 및 고객 가치 제안 

- 4차 산업혁명, 스마트 공장 등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주제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조언               

및 제안 

- RFI(Request For Information) / RFP(Request For Proposal) 대응 

지원자격 -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 필수 

- 능숙한 Computer Language Handling (Java, C#, .NET, perl and various script languages, 

etc) 

- 비즈니스 소통 능력 

-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

-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적극성 

- Computer vision 및 인공지능/기계학습/신경망 지식 보유 선호 

- 영어 소통(Verbal/Written) 능력 선호 

- 국내/국외 출장이 가능한 자 

제출서류 국문이력서 또는 영문이력서 

접수방법 이메일 지원접수 pchoi@ptc.com  

접수일정 2017 년 7월 20일(목) 23시 서류접수 마감 

(서류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연락처 등 기재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) 

전형과정 서류 전형 →  실무면접(국/영) →  Technical Testing → 임원면접(국/영) → 최종합격  

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

복리후생 - 4대보험 외 단체보험 가입 

- 교통비 지원 

- 언어교육비 지원 

- 건강검진 비용 지원 

- 사내동호회 비용 지원 

- 경조금 및 경조휴가 제공 

기타사항 - 서류전형의 결과는 면접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 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 

*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dnoh@ptc.com 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     PTC Korea 대졸신입사원 채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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